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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상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는 것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자타공인의 다민족 다문화 국가의 전형이며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갖

고 있는 미국은 다양한 이주자들과 서로 갈등하고 일정정도 적응하며 새

로운 이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내 이민연구 또한 유럽 이민

에만 집중되었던 초기의 연구대상을 크게 확장시켜 더 많은 이들의 더 다

양한 목소리를 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본고는 미국 내 이러

한 이민연구, 그 중에서도 역사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이민사의 과거와 현

재를 간단히 조망하고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고는 미국사의 

다양한 분과와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이 모여 개별 전문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한 편저『미국역사의 현재(American History Now)』중 왕

성하게 활동 중인 이민사가 매 나이(Mae M Ngai)가 저술한 이민사에 해

당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그 의존한 바가 매우 큼을 밝혀둔다.1)

이주(migration)에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주자가 떠나온 곳을 

정점(定點)으로 한 이주(emigration)와 이주자가 정착한 곳을 정점으로 

한 이주(immigration)가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은 식민지시기부터 

200년이 넘는 오랜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1) Mae M. Ngai, “ Immigration and Ethnic History,” Eric Foner and Lisa 
McGirr(eds), American History Now (Philadelphia, Pennsylvania: Tem-
ple University Press, 2011),  358-375. 매 나이(Mae Ngai)는 콜롬비아 대
학에서 에릭 포너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그녀의 모교에서 재직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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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민(immigration)이나 이민자(immigrant)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

지 않았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초기 유럽인들은 스스로를 정착민 혹은 정

복민으로 인식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환경

을 적응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개한 신대륙에 유럽의 근대 선

진 문명을 이식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건국이후 서부팽창

기였던 대부분의 19세기 동안에도 다수의 다양한 유럽인 이주가 이어졌

다. 그 중 다수를 차지했던 북서부 유럽인들 또한 스스로를 immigrants가 

아닌 emigrants로서 이제 갓 태어나 확장하고 있었던 미국(인)의 정체성

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멕시코 전

쟁(1846-1848)으로 상당수의 멕시칸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그

들은 이주자가 아니었고 백인들에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민으

로 그저 피정복민들에 불과했다.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

은 또한 immigrant도 emigrant도 아닌 외국인이었을 뿐이었다.

이민(immigrant)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후반,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지표가 떨어졌던 남동부 유럽인

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같은 백인이지만 

선호하지 않았던 남동부 유럽(이태리,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에서 새로이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을 “신이민자들(new-

immigrants)”로 명명하게되었고 기존의 전통적 북동부 유럽인들은 이

제 emigrants가 아닌 “구이민자들(old-immigrants)”로 구분되었던 것

이다. 이는 1840년대 감자기근으로 대량 이주해온 아이리쉬들에 대한 반

(反)기독교적 반감을 시작으로 증폭되었던 미국 내 반(反)이민정서의 표

출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이민정서는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겪으며 더욱 확산·강화되었고, 결국 1924년 미국 역사상 가장 강

력했던 국적쿼터제(National Origin Quota System)라는 이민제한법이 

시행되었다.2) 이 시기, 즉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사이가 미국에서 

2) 1924년 국적쿼터제(National Origin Quota System)는 유럽 이민자의 총수
를 36만 명으로 정해놓고 1890년 인구조사를 근간으로 2퍼센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민자의 수를 국가별로 할당하는 수적 이민제한(numerical restric-
tion)법이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서반구로부터의 이민은 쿼터에 의한 제한
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당시 남부 농업에 투여될 노동력의 보강을 위한 고안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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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시기였다.

초기 이민 연구는 역사학이 아닌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주로 이루어졌

다. 이들은 이민자들이나 이민현상이 초래한 여러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예컨대 이미 기계화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미국 경제에 더 이상 유럽의 싼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게다가 저급한 유럽인들의 대량 이민은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하

향조정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것이 사

회 진화론(social darwinism)과 우생학(eugenics)이라는 과학적 인종주

의였다. 이 시기 이민자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나 기록은 학문적 연구라기

보다는 주로 이민자 리더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민자들은 스스로 미국 토

착주의자들(nativists) 혹은 본질주의자들의 인종편견에 맞서 이민자 모

국 문화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그들 문화가 실제로 어떻게 미국 문화나 사

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 후 이민 연

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1920년대 로버트 팍(Robert Park)으로 대표되

는 시카고학파 사회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

하는 과정을 ‘인종관계순환(race-relations cycles)’의 과정으로 설명하

였다. 즉, 다양한 인종의 서로 다른 이민자들은 만나고 갈등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적응하고 결국 모두가 하나로 동화되는 순환의 과정을 겪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동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이분법적으로 대비되

며 오랜 기간 논쟁되었다.3)

역사분야에서 이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 후였다. 특히 이민사를 미국사의 한 연구 분야로 정립

한 역사가는 오스카 핸들린(Oscar Handlin)이었다. 핸들린은 그의 저서 

『뿌리 뽑힌 자들(The Uprooted, 1951)』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한다. 하나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만들었고 그들의 동화과정이 곧 미국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점과 따라서 이민자들의 역사가 곧 미국의 역사라는 

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존 하이엄(John Higham) 또한 토착주의에 대

3) 미국 이민 연구에 있어서 동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그 발전 양상에 관
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참조. 오영인, 「미국 이민연구와 적극적 사회주
체로서의 이주자들」, 『사림』, 제36호, 2010, 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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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밀한 그의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민주정치의 하나의 합법적 정

치체로 통합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민을 미국적 경험으

로 보편화하는 데 일조하였다.4) 케네디(John F. Kennedy) 역시 상원의

원 시절 그의 저서 『이민의 나라(A Nation of Immigrants, 1958)』에

서 미국의 역사는 최초 정착민부터 많은 다양한 유럽인들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자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

로 서로 동화하는 과정이었다고 간주하면서 이후 미국 이민연구가 유럽

의 동화주의 모델과 미국예외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될 것을 예고하였다. 

더 나아가,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인종차별적 이민제한법의 개혁을 민권

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1965년 이민법 개혁에 논리적 힘을 실

어주기도 하였다.5)

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사가들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문화만으로의 동화와 합의과정에 천착해있었던 기존 연구

에서 벗어나 이민자들 집단의 차이와 그들만의 정체성 즉, 에스니시티

(ethnicity)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전적으로 거칠게 정의하자면, 에스

니시티는 그리스어의 에스노스(ethnos)로부터 파생된 용어로 신체적 특

징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자율적인 집단을 지칭하고 이들은 종

종 정치집단과 중첩되기도 한다. 또한 에스티시티는 라틴어로 이교도인

(heathens)의 의미인 에스니쿠스(ethnicus) 즉 다른 사람들(others)이라

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여된 생물학적으

로 고정불변한 정체성인 인종(Race)이라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반발로 

통용되기 시작했던 에스니시티는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자

의식(self-consciousness)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유럽인=백인이라는 등

식을 거부하며 유럽인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던 에스

닉 연구자들은 백인들도 일정한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미국 토착주의자

4) John Higham,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86-1925 (Atheneum, New York, 1955)

5) 1965년 개혁이민법은 1924년 국가별 쿼터제라는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폐
지하여 이를 반구별 쿼터제로 대치했고 모든 나라는 동일하게 연간 2만 명의 
비자를 할당받았다. 또한 혹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우선주
의에 최우선권을 부여했던 우선권제도(preference system)에 따라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iced)으로 이민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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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겐 이방인이자 소수자에 불과했었음을 역설했다.6)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에스틱 연구가 유럽인들에게 한정되어 다양한 에

스니시티 집단들과 그 차이 인식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흑인들에게는 적

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시기 일부 유럽 에스니시티들이 소

수자로 차별받았던 것은 문화적 차이의 정도가 컸었기 때문이지 흑인 노

예들처럼 인종적으로 열등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했다. 이

는 미국 내 엄연히 만연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인종문제나 인종주의

를 주변화 시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스닉 연구자

들은 여전히 동화나 사회통합을 규범적이고 진보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에스니시티들이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들이 과

연 실제로 타인에 의해 주어진 혹은 의식된 정체성과 무관할 수 있을까라

는 의문도 품게 했다. 

이 후 1990년대 중반이래로 미국 이민사는 트랜스내셔널적 전환이라는 

학계의 광풍을 맞이하게 된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

하여 정주국 중심의 혹은 일국적 관점에서의 이주나 이민 연구는 이미 그 

위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들어서고 있다. 

근대 민족국가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민 

연구는, 이주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어느 한 국가라는 지역적 경계 내부로 

규정하는 것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일반화되거나 규범화하는 것을 거부

하기 시작한다. 그보다 이주자의 정체성이 이주한 나라와 정주한 나라 두 

곳 모두에 의해서 상호 규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의 경계는 언제나 

투과 가능한(porous) 열려있는 공간이고 이민의 패턴이나 이민자들의 정

체성 역시도 모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소통하며 역동적이고 유동적으로 (

6) 에스니시티(ethnicity)는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인종(Race)이라는 용어와 
많은 부분 중첩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혼용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이 두 용
어가 결코 동의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 두 용어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다
음 참조. Matthew F. Jacobson, Whiteness of a Different Color: European 
Immigrants and the Alchemy of R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
sity Press, 1999).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New York: Routledge, 
1994). Stephen Cornell and Douglas Hartmann, Ethnicity and Race: 
Making Identities in a Changing World (Thousand Oak, CA: Pine Forge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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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된다는 것이다.7)

트랜스내셔널적 전환 이 후 이민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전에 소외되

었던 아시아인들이나 라티노들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만달린 수(Madeline Y. Hsu)는 그의 저서 『금을 꿈꾸며, 고향을 

꿈꾸며(Dreaming of Gold, Draming of Home, 2000)』에서 19세기 중

반 어떻게 중국인 남성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과 

중국 남부의 소위 “금광 과부촌(village of gold-mountain widows)”이

라는 공간 사이에서 트랜스퍼시픽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했었

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데보라 코헨(Deborah Cohen)이나 아나 로사스

(Ana Rosas)는 브라세로(Bracero) 연구를 통해 멕시코인들의 남성성 

형성이나 가족구성원 유지를 위한 유동적 전략 등을 트랜스내셔널리즘

이라는 렌즈를 통해 투영시키고 있다.8) 더불어 이치로 아주마(Eiichiro 

Azuma)는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이민자들의 경험을 통해, 캐서린 초

이(Chtherine Ceniza Choy)는 식민지 시기 미국으로 이민 온 필리핀 간

호 여성들의 경험 연구를 통해 그들이 모국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 새로이 정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

7)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연구방법론으로 이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다양
한 학문분과에서 다수에 해당한다. 그들 중 역사영역에서 몇몇 저작만 소개한
다면 다음 참조. Donna R. Gabaccia, “Is Everywhere Nowhere? Nomads, 
Nation, and the Immigration Paradigm of United States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December, 1999). Alison Games, Migra-
tion and the Origins of the English Atlantic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eggy Levitt, The Transnational Vil-
lager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8)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인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인들이 언제나 급
조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 중 가장 이상적인 비밀병기같은 존재였다. 브라세
로(Bracero) 프로그램은 2차 세계대전 중 1942년에 실시된 전시 비상 프로
그램으로 전후 미국의 농업과 산업에 이용될 노동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었다. Deborah Cohen, Transnational Subject: Braceros, Nation and Mi-
gration (United States and Mexico, 1942-1964)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0). Ana Rosas, “Flexible Familia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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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들을 보여주고 있다.9)

디아스포라 연구 또한 트랜스내셔널 역사연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정치적 억압이나 강제 추방, 혹은 고국

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 대상과는 다르게 그 연

구의 시기나 이주 경향, 혹은 의지 등을 더 폭넓게 포괄한다. 예컨대, 도

나 가바치아(Donna Gabaccia)나 필립 쿤(Philip Kuhn)이 노동과 경제 

교역이라는 더 나은 경제기회 창출을 위해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이탈리

아인들과 중국인들을 각각 디아스포라로 설명해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어느 한 지역을 종착점으로 전 세계적 분산을 연구하는 디아스포라 연

구나 두 지역 사이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트랜스내셔널적 이민연구와

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민사의 한 분야가 국경지역(bor-

derlands)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경지역 연구는 프레드릭 잭슨 터너

(Frederick Jackson Turner)의 프론티어(frontier) 연구의 일환으로 특

히 멕시코와 연결되는 서남부 국경지역은 전쟁과 정복, 합병, 이주와 정

착과 같은 논의와 함께 백인 중심의 국가 팽창론과 연결되어 연구되어왔

다. 그러나 최근 국경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자간의 문화 교류나 갈

9) Eiichiro Azuma, Between Two Empires: Race, History, and Transna-
tionalism in Japanese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atherine Ceniza Choy, Empire of Care: Nursing and Migra-
tion in Filipino American Histor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10) Donna R. Gabaccia and Fraser M. Ottanelli, Italian Workers of the 
World: Labor Migration and the Formation of Multiethnic States, (Ur-
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1);. Philip Kuhn, Chinese among 
Others: Emigration in Modern Times (Lanham, MD: Rowman and Little-
fiel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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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혹은 변화와 혼종에 주목하면서 그 접점의 역동성을 강조한다.11) 즉, 

국경지역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사회문화가 만나고, 갈등하며 섞이거

나 더 나아가 새로운 혼종적 사회를 창출할 수 있음에, 그 가능성에 주목

하는 것이다. 예컨대, 1846년 멕시코 전쟁을 재조명하면서 안드레스 리

센데스(Andres Resendez)와 벤자민 존슨(Benjamin Johnson)은 멕시

코 전쟁으로 미국에 합병된 지역에서 멕시코인들과 텍사스인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해나갔었는지에 대한 과

정 특히 강력한 권력관계 속에서 문화적 혼종과정을 면밀한 통찰로 설명

해내고 있다.12) 더불어 제임스 브룩스(James Brooks)는 신대륙 초기 유

럽 정복민들이 토착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노예화하거나 포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디언들의 토착 종교와 전통적 가족관계 특히 젠더관

계가 정복민이었던 유럽인들과의 경제교역과 정치연맹을 이끌어냈었는

지 그래서 어떻게 이 상이한 두 종족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

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13)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미국 이민사의 트랜스내셔널적 전환이 이루어진 

이 후의 소위 “신이민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민연구는 그것이 무엇

이든 간에 정체성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한 그룹들과 지역들 사이

11) 국경지역에서 새로운 혼종 사회 창출의 가능성에 있어서 권력의 역할을 바
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 창출을 위해 어
느 한쪽이라도 강력한 권력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오
히려 강력한 권력이 국경지역의 새로운 사회나 문화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주장은 다음 참조. Jeremy Adelman 
and Stephen Aron,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
States, and the People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814-
841,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June, 1999). 후자의 주장은 다음 
참조. David Gutierrez, “Migration, Emergent Ethnicity, and the ‘Third 
Space’: The Shifting Politics of Nationalism in Greater Mexico,” 481-
517,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6 (September, 1999).

12)Andres Resendez, Changing National Identities at the Frontier: Texas 
and New Mexico, 1800-18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Benjamin Heber Johnson, Revolution in Texas: How a Fogotten 
Rebellion and Its Bloody Suppression Turned Mexicans into America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3)

13) James Brooks, Captives and Cousins: Slavery, Kinship, and Community 
in the Southwest Borderland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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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종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 혼종성 자체도 일정한 

어떤 것으로 고정시켜 일반화 혹은 규범화하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류집단이든 이민자 집단이든 

(비)주류 문화이든 혹은 국가이든 어느 한쪽의 정체성을 상정했던 기존 

이민연구의 모든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다. 물론 이

것이 기존 이민연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과거의 목소리를 완벽히 재

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누구도 감히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시도

들이 한 걸음씩 모여 과거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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